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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광고 회사인 덴쓰 제이미 시푸와 

함께 여행지의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는 유니클로 트래블 플래

너 서비스를 운영했다. 여행을 계획할 때, 현지 날씨에 맞는 옷을 준

비하는 일을 서비스로 구현한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여행지와 일정

을 입력하면 현지 날씨에 적합한 유니클로 의류 제품을 추천해준다. 

항공사, 호텔 등과 제휴해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하거나 공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서비스한다면 더욱 유

용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오클랜드 국제공항에는 굳이 입어볼 필요

가 없거나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여행객을 위해 

발열내의인 히트텍과 경량 재킷인 울트라 라이트 다운 두 가지 품목

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유니클로 투 고(Uniqlo to Go)가 설치돼 있

다. 터치스크린과 버튼으로 마음에 드는 사이즈와 색깔을 선택하면 

보관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상품을 제공하며, 우편이나 매장을 통

해 반품이 가능하다. 유니클로는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

공해 수입을 올리고, 공항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스라엘의 셴카 공학디자인대(Shenkar College of Engineering, Design and Art)에 재학 중인 산업 디자이너인 오펙 와세르만은 복

합적인 음악 저작 도구를 디자인했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보이는 리사운드는 사운드 볼(Sound-ball)과 리사운드 스테이션

(ReSound Station)으로 구성되는데, 사운드 볼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내장한 휴대용 샘플러로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들려 준다. 또, 외부에서 사운드 샘플을 수집한 후에는 PC와 연동된 리사운드 스테이션에 사운드 볼을 도킹하면 PC로 전

송되며, 리사운드 스테이션의 조이스틱 같은 조작법으로 사운드를 편집할 수 있다. 리사운드는 이동식 장치와 고정식 장치가 한 세트를 

이뤄 외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휴대용 샘플러와 그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편집 및 가공하는 직관적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도킹 스테이션의 조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음악 녹음 및 편집 작업 방식과는 매우 다르

다. 리사운드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독창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다른 제품들과 확실하게 차별화한다.

여행지의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하는 서비스

소리를 녹음하고 편집하는 저작 도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들만의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대를 막론하고 반항아들은 찢어진 청바지나 통

이 넓은 바지를 입고 머리는 색색깔로 염색하며 각종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

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겉으로 과시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 은밀하게 공유하며 즐거워한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

던 일련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심리를 이해한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